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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
FOR TODAY
“I have said these things to you
while I am still with you. But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everything,
and remind you of all that I have
said to you.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let them be
afraid.” - John 14:25-27

Scan for
Central Committee
El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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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A Christian Imperative
“The issue of justice should
not be an optional extra for the
church; it should be the core
of our ministry,” said the Rev.
Phumzile Mabizela, at the Justice Plenary yesterday.
Mabizela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Religious Leaders Living With
or Personally Affected by HIV
and AIDS (INERELA+).
She spoke with Mr. Martin Khor,
executive director of the South
Centre-Malaysia; Bishop Iosif of
Patara, Ecumenical Patriarchate
of Argentina and the general vicar of the Archdiocese of Buenos
Aires and South America; and
Dr. Julia Duchrow, head of the
Human Rights and Peace Desk of
Bread for the World-Germany.

The four presented the challenges that the world is facing, particularly on the issues of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justice.
“We have to look at the policies
that have been designed that
lead to poverty and injustice. We
need to tackle those issues at the
root if we really are to solve the
problem,” said Khor, who spoke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y, climate change and finance.
Khor cited some of these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The
government,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s
designed the economy in such a
way that gives priority to financial institutions.”
“Because of the greed of those
who control the financial insti-

tutions, they have disrupted the
whole global economy, including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rough the unregulated
flow of funds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Khor said.

responsibility of NGOs to understand some of these frameworks and policies we are talking about. But as people who
believe in a God of justice, we
should understand that and hold
our government accountable.

Speaking from a human rights
context, Duchrow said: “Justice
comes from the faith-based perspective that human beings are
created from the image of God.
Human dignity must be afforded to all human beings no matter which place they come from.
The idea of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is in the core of
human rights.”

“We and the churches have lied
to the people. We have told the
people ‘that if you don’t have
faith you shall not be healed.’
We need to be prophets and tell
the people that they have the
right to healing, and they have
the right to appropriate and accurate information.

Continued on page 5

Mabizela, a person living with
HIV, sent a powerful message
about the issue of justice in the
context of health: “It is no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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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of Land
Mines Evident
to Many
At the DanChurchAid (DCA) booth in Madang Hall, assembly participants can don a protective vest, grip a metal detector
and step onto a “field” to simulate searching for land mines.

FACES IN THE CROWD

Giver of Life, Hear
						Our Cries
A living theology

The metal detector beeps several times, allowing a small
glimpse into the hidden danger faced by many around the
world who live in areas littered with land mines.
A partner of ACT Alliance, DCA is rooted in the Danish National Evangelical Lutheran Church, works to “strengthen the
world’s poorest people in their struggle for a life in dignity.”
Its booth focuses on its Mine Action programme. Through
large-scale photographs, the booth tells the stories of people
— and one elephant — who have been injured by land mines.
Many of the people featured in the photos are civilians who
have lost limbs; 70 percent of all land mine victims are civilians, according to Landmine Monitor 2010. In 2010, 66
states and seven other areas were confirmed or suspected to
be mine-affected.
Since 1999, DCA Mine Action has taken a holistic approach,
removing mines, working with national authorities to build
in-country capacity and releasing land back to the affected
population.
by Bethany Daily

Justice is not just about the
big issues but about the real
people living the daily realities
of injustice, according to Jessie
Fubara-Manuel.
Fubara-Manuel is the author of
Giver of Life, Hear Our Cries! – a
book commissioned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s
part of its Visions & Voices series.
“The WCC assembly is full of
discussions on theological and
contextual issues,” said FubaraManuel, who lives in Port
Harcourt, Nigeria. “I wanted
to bring the issues down to a
personal level, to tell the stories of
our experiences. I felt no one was
talking about the real-life issues,
the issues that concern me as an
African woman.”
Detailing stories of the desperation
and hope of other African women,
the book is packed with vivid
descriptions
and
insightful
analysis. It tells three stories: one
of a widow, another of a woman
with a disability, and one of a
woman facing the daily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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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co-injustice through
exploration in her land.

oil

“These are all stories of people
who live in my space,” she says.
“I’m owning their stories. Their
stories have become my stories
and their realities have become
my realities.”
Fubara-Manuel is a poet, as well as
a human resources consultant and
trainer. An ordained el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Nigeria,
she is passionate about economic
and gender justice, especially for
those with disabilities.
It is as a pastor’s wife – her
husband, the Rev. Dr Benebo
Fubara-Manuel is a lea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 that she has
been brought into contact with a
range of differen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all spectrums of
society.
“I have met so many people and
we have got involved in their lives
and heard their stories and joined
with them in the struggles they go
through,” she says. “One of my

main passions is ensuring people
who have a disability become
part of the worshipping life of the
church.
“You can give them a space
in Madang Hall at the WCC
Assembly, but they also need
space in their local context. It’s
a challenge to us as the WCC,
but also our churches and our
governments.”
Although this is her first assembly,
Fubara-Manuel is not new to
WCC, having been involved in
projects including its Ecumenical
HIV and Aids Initiative in Africa
(EHAIA).
“This is my faith journey and this
is how I am involved in my call
to be God’s disciple,” she said.
“To be God’s eyes and legs and
mouth in the world. It’s a living
theology.”
Giver of Life, Hear Our Cries!
is available in the book store in
Madang Hall.
by Chine Mbubaegbu

Praising Through Hula Dancing
Departure Information
Departure by Plane:

There will be shuttles to the airport
from the hotels on 9 and 10 November.
You will find a departure schedule
at your hotel. Because of traffic and
international check-in, you should
plan to leave the hotel four hours
before your departure time.
If you are leaving before 9 November
or after 10 November, ask your hotel
for information about the Airport
Limousine Bus and make your own
arrangements.
Visit Raptim Travel at the information
desk in Madang Hall if you would like
to double check your return flight.

Departure by Train:

If you leave by train, please take a taxi
to the train station. You should leave
for the station 1.5 hours before your
train departs.

Program Additions/Changes
12:15-13:00: All who can share in the
Old Catholic Eucharist are invited to
the table. Archbishop Joris Vercammen
will preside.
Location: Madang Hall, Booth 1

Performers from Hawaii impressed the audience yesterday
with traditional hula, a word
which literally means “dance.”
But it’s more than just entertainment.
Kenneth Makuakāne, program
associate for Church Vitality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
Hawaii Conference, explained
the relevance of the dance, its
meaning to their culture and
spirituality.
“Because we have no written
history, we document our history through songs and dances. We document our history
without losing our cultural
identity so that we can pass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said

Makuakāne who is a known
innovator in producing and recording Hawaiian music.
“We also want people to hear
our hearts. We don’t want
people to read words without
meaning, we want them to read
what we feel. And that’s how
we relate as Christians.”
The blowing of “pu” or a conch
shell invited people to come
not only to witness their performance but to join in praising
God.
“In Hawaii, we use it as a sign
that someone is coming. We
use it as a sign of welcome. A
lot of congregations use it at the
start of their service to declare
the presence of God in their

church,” said Makuakāne.
Yuka Pilialoha Sanada, a Japanese student who studies hula
in Hawaii, inspired the audiences with her gracefulness and invited them to dance with her. “I
am so happy to have performed
here. Once a month, I go to
Hawaii to study hula that has
drawn me closer to Hawaiian
culture,” she said.
One of the songs they performed, accompanied by a hula,
is called Kimo Hula, a song
written by Helen Desha Beamer, which speaks about the
beauty of the islands in Hawaii.
Makuakāne also sang Hush My
Darling, a song that he composed to say “that we husbands
always have the last word. And

what is that last word? It goes
like ‘Yes, dear,’ signifying our
reverence to our wife,” he said.
“Rather than inflicting domestic
violence, it’s about being passionate and kind to the one that
you love. You have to be gentle,
embrace and kiss each other.
Show forgiveness and grace.

12:45: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es will celebrate a Holy
Communion Service open to all.
Location: Room 103
Orthodox Handbook on Ecumenism, a
new publication from the Ecumenical
Theological Education programme
and Volos Academy of Theological
Studies, has been published by Regnum
Books, Oxford, and can be seen at the
WCC Bookstore in Madang Hall.

Rescheduled

“Through our performance, we
wanted to show the world that
we can go out and do mission
work together. And when we do
mission, we should not impose
our own culture. We indigenous
people can worship God in our
own cultural experience,” he
said.

12:15-14:00: “The courage to be one”
meeting hosted by Uniting and United
Churches.
Location: Room 104

by Ismael T. Fisco Jr.

WCC IN HISTORY

Peace...

and the Award Goes to…
The ecumenical movement may claim many friends among persons and organization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Peace. It is remarkable that, long before the Nobel
Committee selected them, several recipients of this honour participated in conferences, assemblies, commissions or committees of the WCC, its ecumenical partners
or predecessor organizations.
Desmond Tutu (1984) was on the WCC staff from 1972 to 1975. Nathan Söderblum
(1930) was a principal founder of the Life and Work movement. Ecumenical statesman John R. Mott shared the prize in 1946. Others who have offered ecumenical
counsel and support in recent decades: Martin Luther King Jr. (1964), Rigoberta
Menchú Tum (1992), Nelson Mandela (1993), Wangari Muta Maathai (2004) and
Leymah Gwobee (2011).
Desmond Tutu was on the WCC staff for three years. by Theodore Gill

The Twitterverse has seen
more than 1,000 tweets
about the WCC 10th Assembly during the last week,
most of them by some 40 active tweeters present in Busan. Some participants have
started tweeting just for this
event!
Thursday, 12:45-13:45, all
who want to see the faces behind these Twitter accounts
are invited to come to Room
203 for face-to-face conversation and other non-virtual
goodies.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express wishes,
ideas and questions about
the WCC social media communication in more than 140
characters, and for us to say
“thank you” to an amazing
group of twe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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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uncil of Churches:
“Work More Closely With the China Christian Council”

Photo by: Yohan Cha/WCC

感谢神的恩典，中国基督教协
会代表团一行10人参加了在釜
山举行的世界基督教教会联合
会第十届大会。
1948年，在荷兰阿姆斯特丹
举行成立大会时，中国有4个
教会加入世界基督教教会联合
会。之后，中国大陆教会在圣
灵的引领下，遵从主耶稣基督
合一的呼召，实现了联合礼
拜，进入到宗派后时期，并成
立了中国基督教协会。1991年
2月，在“一个中国”的共识
基础上，中国基督教协会在澳
大利亚堪培拉举行的第七届大
会上加入了世界基督教教会联
合会，成为正式会员。其后，
中国基督教协会先后参加了津
巴布韦哈拉雷（1998）和巴西
阿雷格里港（2006）大会。

SPIRITUAL LIFE

近30多年来，中国基督教协会
与中国基督教三自爱国运动委
员会一道，发扬仆人精神，为
教会和弟兄姊妹服务，恢复、
新建教堂和聚会所近60,000
处、出版发行圣经近7000万
册、开办神学院校21所。中国
大陆教会在促进社会的发展进
步中也做出了光与盐的见证，
从而使得大陆民众更加认可基
督教，增进福音的广传和教会
的发展。
作为主内肢体，中国基督教协
会致力于普世教会合一运动，
用和平彼此联络，建立并发展
与普世教会的友好交往与团
契，为普世运动做出自己的贡
献。加入世界基督教教会联合
会以来，中国基督教协会积极
参与世界基督教会教联合会举

办的各种会议和活动，接待普
世教会代表团访问中国，分享
大陆教会的发展与活力，以及
上主对大陆教会的恩典。总干
事维特牧师在本届大会工作报
告中特别提到，2012年6月，
世界基督教教会联合会与中国
基督教协会在南京成功举办了
国际事务委员会会议，访问了
南京和上海，对中国大陆教会
有了更为广泛的认知。他指
出，中国基督教协会是其在亚
洲最大的成员教会，世界基督
教教会联合会今后应加强与中
国基督教协会更密切的同工。
中国台湾地区的台湾基督长老
教会与中国基督教协会同是世
界基督教教会联合会的会员教
会。大陆与台湾的基督徒既是
主内弟兄，也是同胞手足，中

国基督教协会尊重两岸历史和
现实的处境，为两岸的和平统
一、为两岸教会的主内合一献
上祈祷。中国基督教协会注意
到，在本次大会上，有台湾基
督长老教会代表公开无端指
责中国基督教协会“阻挡台湾
基督长老教会普世参与的正当
性”，是“中国政府打压和迫
害人权的帮凶”等等。但是，
中国大陆教会近30余年来发展
的事实证明，台湾长老会的这
一说法是毫无根据的不实之词
和污蔑。
我们对在强调公义与和平的大
会上，出现这种扰乱视听、挑
起纷争的做法深感遗憾。大陆
教会的发展，既是主内弟兄姐
妹热心传扬福音、积极参与各
项教会事工的果效，更是圣灵

亲自的工作。我们不愿意看到
圣灵的工作被毁谤的现象。世
界基督教教会联合会也将一如
既往地坚持在堪培拉大会上与
中国基督教协会达成的“一个
中国”立场，继续加深与中国
基督教协会的合作，诚如总干
事维特牧师在本次大会期间与
中国基督教协会代表会谈时，
再次强调的。
中国基督教协会代表团带着中
国大陆2500多万弟兄姊妹的良
好祝愿和祈祷来到釜山，参加
大会，我们仰望生命的主，引
领我们迈向公义与和平。我们
期待大会的信息、普世教会的
经验都能有助于中国大陆教会
的和谐健康发展，更期待中国
大陆教会能为普世运动提供我
们新的、独特的经验。

Celebrating Strong Women

Women’s voices are being heard more than ever in the global church,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according to female leaders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Half of the WCC’s presidents
are now women, which is a sign of progress, said Dame Mary Tanner, who was moderator of the WCC
Faith and Order Commission between 1991 and 1998 and completes her term as WCC president from
Europe at the end of this assembly.
“I’m not saying we’ve got there, but let’s celebrate what strong women – and men who have supported
us – have achieved,” she said. Dame Tanner was speaking at a meeting of WCC women leaders, organized by the Korean Host Committee in the SHe Space of Madang Hall yesterday at the assembly.
She was joined by Bishop Mary Ann Swenson, ecumenical officer for the Council of Bishop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the USA; and Rev. Dr Mercy Oduyoy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frican
Women in Religion and Culture as well as a former deputy general secretary of the WCC.
Swenson stressed the issues the church needs to address, adding that she thought it unlikely she would
see the ordination of women in the Catholic or the Orthodox churches in her lifetime. “We realize the
diversity of our community, but it doesn’t mean that we can’t keep working toward equality.”
by Chine Mbubae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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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Must Take More
Realistic Approach to HIV

Forget Not Fukushima
The victims of the Fukushima nuclear explosion must not
be forgotten, Japanese organization No More Hibakusha has
pleaded.
The plea came as the organization unveiled a special photo in
Madang Hall yesterday depicting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a slipper found at the caution zone in Namie town in
Fukushima, where a nuclear meltdown took place in March
2011 following a tsunami.
The plight of Fukushim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impacted by nuclear power and weapons is also part of a proposed
statement from the WCC Assembly about moving toward a
nuclear-free world.
Hibakusha is the name given to surviving victims of the atomic bombings of Nagasaki and Hiroshima. Naoto Anzai of No
More Hibakusha told madang that revealing the photo of the
radioactive slipper was a bid to raise awareness of the plight of
those in Fukushima and put an end to future incidents.

Photo by: Gregg Brekke for World YWCA/EAA/WCC
Shyreen Mrula of Mawali, who was born with HIV, said the church must provide support to people living with HIV.

The church must take a more
realistic and pastoral approach
to sexual education and the
prevention of HIV, said a panel
on the need for intergenerational
safe spaces in the areas of HIV,
human rights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yesterday.
Hosted by the World YWCA, the

From page 1 ...

Ecumenical Advocacy Alliance
(EAA)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cumenical HIV
and AIDS Initiative in Africa
(EHAIA), the panel focused on
the role of the faith community
in the fight against HIV.
“The battle is not won, and the
churches … must reiterate this

point,” said Peter Prove, EAA’s
executive director. “We are in
for the long haul.”
HIV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15-49) worldwide, and six
out of 10 people living with HIV
are women, Prove said.
by Bethany Daily

“The Fukushima people are afraid that they have been forgotten,” he said. “The reports in the media are decreasing even in
Japan and to the world Fukushima is just a past event. But the
tragedy is still continuing.”
The slipper image was taken by photojournalist Morizumi
Takashi using a special method to visualize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Please imagine the scene from those radioactivities in our body that destroys our DNA. It’s a horrible
scene,” he said.
www.no-more-hibakusha.net
by Chine Mbubaegbu

Justice: A Christian Imperative

“Therefore it is our responsibility to empower ourselves to create comprehensive strategy and fully
understand HIV not only as a medical issue but as a social justice issue as well,” she said.
Mabizela also said, “As an institution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be advocates… We also have to
remember the poorest of the poor who can be advocates and agents of change as well.”
The presenters called for action among churches. In his reflection, Iosif said, “If we want justice,
we have to allow the presence of Christ in us… And we have to be able to act out Christ in the
world.”
Three persons from the audience shared their stories and reflections about the discussion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One of them, Shyreen Mrula from the Church of Central Africa Presbyterian – Malawi, gave a moving speech to the crowd.
Nineteen-year-old Mrula, who was born with HIV, said: “HIV is not a punishment from God; this
is just a disease.”
by Ismael T. Fisco Jr.

“Image from the Floor”
The Rev. Hans-Peter Borcholt takes
a break from the
assembly.
Photo by:
Fr. John Thomas
Karingattil from
Keraca, India

“Ear to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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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NG MOMENTS
Snapshots from Around the Assembly

No to nuke: Young people wear props
to support the call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CT).

Schulamit Kriener from Germany reading the recommendations in
the statement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dang talk show: The Rev. Dr Angelique Walker-Smith (left) moderates the Justice Plenary with Dr Julia Duchrow, Bp. Iosif of Patara,
Rev. Phumzile Mabizela and Mr. Martin K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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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y Semy Mella, from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Philippines,
delivers a biblico-theological reflection at the Asian plenary.
Delegates raise their card to vote during the Committee
reports at the plenary.

A bird’s eye view of the performance stage in madang hall,
with performers from the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Teatro Ekyumenikal on stage.

Dr. Andre Karamaga, general secretary of the 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 brings his greetings.

Photos in madang by Peter Williams and Joanna Linden-Montes unless otherwis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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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제10차 총회를 빛낸 한국준비위원회 사람들. ‘설거지 하는 사람이 접
시도 깬다’고 했다. 설거지를 팽개친 사람들은 접시 좀 깬다고 욕하기 없기다.

지난 6일 마당 전시회
‘She’s Space’에
서는 세계 여성지도자
들이 모임을 가졌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벡스코 찾은 독일-가나-한국 ‘삼겹줄’ 연대
WCC 부산총회에는 공식 총대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
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교회와
가나교회 참석자들도 그들 중 하
나다. 30년 이상 한국교회와 협력
해온 독일 팔츠주교회는 최근 10
년간 3국 교회간 협력 관계로 발전
시킨 가나장로교회와 함께 벡스코
를 찾았다.
팔츠주교회와 가나장로교회 볼
타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
포노회 등 3국 교회 관계자 30여

8 마당 2013년 11월 7일자

명은 WCC 제10차 총회에 참여하
면서 그동안 맺은 에큐메니칼 협
력 위에 성령 안의 한 형제임을 확
인했다.
벡스코에서 만난 볼타노회 노회
장 펠릭스 목사는 “아프리카 교회
는 본래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있었는데 한국과 독일 교회와
깊이 교류하면서 정서를 공유했고
최근에는 영성에서 더 깊은 공감
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팔츠주교회를 대표해 참석한 마

리안느 바그너 목사(EMS 회장)도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
며,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며, 우리
를 이끄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
제 3국 교회의 관계는 선교적 협력
을 넘어 성령의 감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학교 등 선교협력으로 에
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독일과 가나 그리고 한국교
회의 ‘삼겹줄’ 비전이 주목된다.
박성흠 jobin@pckworld.com

여성운동 60년,
남녀 상호비전 교류 기대
세계여성지도자들과의 만남
“여성위원회 출범 60 돌에 맞춰
열리게 된 WCC 부산 총회가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교단총회들을 경험하고 함께 투쟁
하며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을
감사드려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마당 전시
회 ‘She’s Space’에 모인 100여 명
의 세계교회 여성지도자들은 WCC
10차 총회 기간 사전대회와 주제회
의 등 각종 세션을 통해 제기된 여
성관련 주제들을 함께 나누며 이같
이 평가했다.
이날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 사전
대회가 여성들만의 대회가 아닌 남
녀 공동의 사전대회로 시작해 상호
비전을 교류하게 된 것은 세계 평등
을 구현하는 데 있어 놀라운 변화
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성운동 과정에서 여성
들의 참여가 대화로 끝나는 것은 경
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제토론 시간 제기된 ‘일
치’와 ‘정의’의 문제에 있어 “여성들
은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일치운동
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있

다”면서 “세계 각국의 여성 교회지
도자들이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현
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WCC 한국준비위 여성위원회 주
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배현주
부산장신대 교수와 아시아교회여성
연합회 총무 이문숙 목사가 사회자
로 나선 가운데 △메리 태너(Dame
Mary Tanner) WCC 의장 △메
리 스완슨(Mary Ann Swenson)
UMC 태평양연회 감독 △멀시 오두
요예(Mercy Oduyoye) 가나감리회
감독이 패널로 참석했고, 100여명
의 세계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자리
를 함께했다.
모임이 끝난 뒤 한국교회여성연
합회장 임성이 장로(68)는 “세계 여
성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여성들을 위한 사역에 도전이 됐다”
면서 “좋은 만남과 도전을 주시려고
WCC 총회를 한국교회와 여성들에
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며 소감을 전했다.
신동명
journalist.shin@gmail.com

인터뷰

“거룩한 부담, ‘역할’하겠다”
아시아 회장 장상 · 중앙위원 배현주
이번 WCC 제10회 총회에서 관
심을 모았던 아시아 지역 회장에
는 장상 목사(전 이화대 총장), 중
앙위원에는 배현주 교수(부산장
신대)가 선출됐다. 지난 6일 마지
막 인선위원회에서 선출된 두 명
의 새 WCC 리더들은 같은 날 오
후 WC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을 밝혔다.
아시아지역 회장에 선출된 장상
목사는 “유럽 및 미국 등 서구의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 남반구
의 교회는 성장하는, 기독교의 세
계지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WCC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
이러한 상황에서 방향성을 잘 잡
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배
현주 교수는 “자원봉사자 훈련부
터 이번 WCC 총회를 위해 여러
일들을 기획해 온 사람으로서, 한
국교회에 대한 세계교회의 기대
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앙위원
이 된 것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
다”며 “한국교회의 귀한 전통을
통해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고 예수의
제자된 교회의 본분을 회복하는
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WCC가 취해야 할 구체적 방향
성에 대한 질문에 장상 목사는 “
유럽과 미국교회가 해오던 역할
을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
이 분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
다”고 말하고, “이러한 역할분담
의 대상으로는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손꼽힌다”며 한국교회의 역
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총회 인선결과 청년의 비
율이 WCC의 권고 비율인 25%에
훨씬 못미치는 13%에 불과하다
는 지적과 앞으로 청년들의 참여
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 목사는 “여성과

청년의 참여는 시대정신이고 세계
적 추세인데 현실과 이상에는 차
이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아시
아에서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
가 적은데 점진적으로 발전해나
갈 것은 분명하고 한국도 이런 세
계적 추세, 시대정신에 발맞춰 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 교수는 “늘 청년들을 후원(

서포트)하려 했던 사람인데 이번
인선 과정이 청년과 여성의 갈등
구조처럼 되어 버려 안타까웠다”
며 “회원교회들의 대화와 협조,
정책을 만들어가는 장기적 논의
구조 속에서 청년, 여성의 목소리
가 반영되는 총회가 되도록 더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다른 생각을 ‘편안하게’ 말하는 곳, WCC

정교회 대주교 ‘동성애 반대’
발언에 , 엇갈린 반응
지난 10월 31일 열린 WCC 전체
회의에서 일치성명서 채택을 위한
회의 중 힐라리온 대주교(러시아정
교회 대회협력위원장)는 집행위원
회의 요청으로 강연 형태의 특별발
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힐라리
온 대주교는 세속주의가 만연하는
세태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동
성애에 대한 반대 발언을 이어가자
참석한 총대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
응들이 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힐라리온 대주교는 “오늘날
동성애, 동거, 동성커플의 아이 입
양 등이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
를 파괴하고, 부모의 개념에 혼동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과 남
미, 뉴질랜드의 여러 지역에서 동성
애 결혼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며, 교회
가 전통의 가치에 반대한다면 심각
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계속 이
어지자 회의에 참석한 많은 총대들
은 이 발언에 대해 ‘반대’를 의미하
는 파란색 카드를 흔들었고, 그러
자 이에 대해 찬성하는 총대들은 ‘
동의’를 의미하는 오렌지색 카드를
흔들었다.
이후 총대들은 앞 다퉈 발언권을
요청했다. 일부 총대는 “많은 이들
이 성 정체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
고, 차별을 당하는 현실에서 교회
가 약자들을 품어야 한다”며 반대

장애인의 친구 WCC,

“장애인 인권증진 위해 매진”
EDAN 에큐메니칼장애인네트워크

의사를 분명히 했고, 아프리카 콩
고의 또 다른 참석자는 아프라카의
동성애와 낙태 문제의 심각성에 대
해 이야기 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알
트만 의장은 “WCC는 다른 생각에
대해 안전하게 담화할 수 있는 곳이
고, 방금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
했다”며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hmpyo@pckworld.com

“이번 WCC 제10차 총회에 장애
인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 같아
만족합니다. 중앙위원에 3명의 장
애인이 선정됐고, 전체회의에서도
EDAN이 언급되는 등 WCC의 중요
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
을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지난 5일 저녁 부산 벡스코 인
근 식당에서 장애인 참가자, 자원
봉사자, WCC 부산준비위원회 임
원 등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
린 EDAN(Ecumenical Disability
Advocates Network) 리셉션에서
사무엘 카부에 총무는 “이번 WCC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장애인에 대
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
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총회에
서의 EDAN 사역에 만족을 표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EDAN측은 이
번 총회 준비에 힘쓴 부산준비위원
회와 사전대회 및 총회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준 자원봉
사자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EDAN 아시아 코디
네이터 이예자 선생은 “이번 사전대
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문제, 청년의
참여 확대, 전쟁으로 인한 장애 발
생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 장애 유
형별 대화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며 “또한, 교회 내 장애인
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장애인 의식변화
를 위한 교육도 아울러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선생은 “EDAN은
WCC에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
한 안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책
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
현재 WCC 중앙위원회 자문위원으
로 장애인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 또한 이러한 노력
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DAN은 지난 1998년 짐바브웨
에서 열린 제8회 하라레 총회 기간
에 설립되어 2006년 제9차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WCC의 중점사
업으로 인정받았다.
hmpyo@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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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하는 WCC, 평화를 ‘조율’하다

“정의의 이름으로 자라거라”
6일 오전 열린‘정의’주제회의
에서 찬양해 큰 박수를 받은 안
락교회 유치부 어린이들.

WCC 제10차 총회는 ‘찬양의 장
(場)’이었다.
이번 WCC 총회에서는 매 순서마
다 전 세계에서 작곡된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찬양들이 연주됐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총회인 만큼 한국
의 전통음악도 연주되어 각 프로그
램 및 순서들을 더욱 풍성하게 했
다.
특히 개회예배와 지난 6일 수요
기도회에는 한국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된 연합찬양단이 세계의 크리
스찬들에게 한국의 색을 담은 영성
가득한 찬양을 통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WCC 총회 개회예배에는 서

울ㆍ광주ㆍ부산에서 모인 성도들이,
지난 6일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수
요기도회에서는 부산지역의 성도
300여 명이 찬양대원으로 참여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이외에
도 전체회의에서는 대금 및 아쟁 연
주자, 안락교회 유치부 찬양단 등이
참여했으며, 아침기도회 및 저녁기
도회에서는 약 50명으로 구성된 다
국적 상주 찬양단이 매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지난 6일 수요기도회에는 경성대
임병원 교수가 제자들과 오케스트
라 단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
며, 찬양시간에는 단국대 강은수 교
수가 이번 총회를 위해 작곡한 ‘정

의와 평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소
서’ 곡이 연주되어 큰 감동을 느끼
게 했다.
이번 총회의 음악감독 테르시오
브레타나 융커 박사는 “음악과 악
기연주를 통해 인종과 성별을 떠
나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알게 하
기 위해 수많은 음성을 하나로 묶
는데 주력했다”며 “이번 총회의 주
제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 평화
가 선포될 수 있도록 선곡부터 연주
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고 말했다.
한국 음악감독인 이건용 교수는
“예배를 위한 최고의 음악을 찾고,
각 지역 참가자들을 고려한 곡을 선

택해야 했기 때문에 곡 선정에만 3
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정도로 힘
들었다”며 “이외에도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스케줄을 조정하
며, WCC 본부와 조율하는 등의 모
든 과정이 정말 복잡한 한편의 오
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최고의 예전과 음악을 위해 노력
하고 헌신한 WCC와 한국교회, 그
리고 음악 담당 실무자들 때문에
이번 WCC 총회에서는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고, 참가자들의 영혼을 풍
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매일
매시간 울려 퍼질 수 있었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무엇을 할 것인가?
‘불의’에 대항하라!

6일 오전 열린‘정의’주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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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총회가 끝난 후 당신은 삶
의 터전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
인가?”
지난 6일 오전 ‘정의’를 주제로
한 주제회의에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
져졌다.
이날 주제회의의 메시지는 ‘불의
에 대항하라’는 도덕적 명령에 대
해 대가지불은 필수불가결하며, 교
회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
한 신앙과 이데올로기를 지닌 사람

들과 함께 연대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
의 찬양으로 문을 연 ‘정의’ 전체회
의는 안젤리크 워커 스미스 목사(
미국 침례교)의 사회로 4명의 패널
이 한국의 마당에 둘러앉아 경제,
인권, 신학, 보건 분야에서 바라보
는 ‘정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
로 진행됐다.
경제정의에 대해 발언한 마틴 코
어(말레이지아 개발도상국 정부간
정책연구원)는 “현재 국가간 맺어
지는 경제조약은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라고 지적하고, “개발도상
국은 불공정한 조약 하에서 선진
국에게 부를 빼앗기며, 착취당하
고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불공정
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인권에 대해 발언한 줄리아 듀그
로우(독일, ‘세계를 위한 빵’ 인권
평화부장)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
으로 창조되었으며,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며 “인권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
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교회는 만인
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인
권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지원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
도 오리사주에 우리나라의 포스코
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
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에 대해 신학적 관점으로 이
야기한 이들조십 대주교(부에노스
아이레스 주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
의의 신학적 기반”이라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정의
는 없다”고 단언했다.
에이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품
질 마비젤라(에이즈문제 관련 사
역자)는 “정의의 문제는 교회가 선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
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교
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
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며, 특히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야 한다”고 발언해 참석자들로 부
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좌담 후에는 청중들의 발
언이 이어졌다. 투발루에서 온 참
가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생
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
고, “왜 우리가 야기하지 않은 문제
에 대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한국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 설교

반기문 UN 사무총장 인사

“성령의 지배 받는 사람 되시오”
오늘 본문은 보혜사의 역사
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들만이 그의 가르치심을 받
을 것이요, 또한 주님의 하신
교훈도 알게 해 주신다는 말
씀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성령
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
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
스리심 아래에서만 성령의 가
르치심도 받게 되고 주님의 교
훈도 바로 알게 됩니다. 이 말
씀의 내용은 주신 복음을 바
로 받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는 속죄구령의 역사이십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구속으로 사죄함을 받
는 일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
세를 얻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
제사장만이 일 년에 7월 10일 대속
죄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께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역사에는 나의 생각이나 나
의 의지, 나의 뜻을 가지고 일해서
는 안 됩니다. 복음역사는 하나님께

서 여호와이레로 창세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뿐 입니다. 이 주님의 구
속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에
넘치도록 받게 하심이 또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배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깨달
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영으로 주
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을 받음입니
다. 이번 이 대회에 이 본문, 이 주제
를 택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라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이제 복음의 한 가지 남은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주
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찬송가
410장) 그러나 한 가지 확실
하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가 믿고 또 의함은 내 모든 형
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
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의
찬송가 410장. 이 절실한 복음
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주심으로 나는 받을 뿐
입니다.
최근에 모든 교회 행사에
소위 종교문화행사를 시행함
이 많이 보입니다. 한 문화행
사이기에 복음의 내용이 거
의 없습니다. 이것은 한낮 이
벤트식 문화행사라 이런 행사
를 복음행사라 할 수 없습니
다. 우리는 복음을 개개인의
신앙의 기초에 또는 이런 모
든 모임에 복음을 기초로 했을 때에
야 비로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
사가 행하여 집니다.
이번 WCC 10차 총회는 온전하게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움직이는 대
회로서 복음역사가 뚜렷하게 드러
나게 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주
님은 참된 평화를 위해 사람이 되시
어 오셨습니다. 천지창조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심이 성육신 하시어 오신
일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세계적 대회가 우
리 한국에서 열린다니 흥분도 되거
니와 우리 한국에서 더욱 주님의 복
음역사가 크게 빛나는 화평의 대회
가 되어 만족하겠습니다. <전문>

<전문>

WCC 제 10차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
리게 돼서 기쁩니다. WCC가 UN과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역과 문화와 종교적인 선으로 인해 서로
얽히며 생기는 많은 도전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
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빈곤, 환경 파괴, 갈등 그리고 다른
위협들은 세계 모든 정부들을 비롯해서 함께 협력하는 단체
들 (NGO를 포함해서)과 종교단체들에게 해결 방책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쳐한 도전들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가지
고 올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
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함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
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동정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
를 전함으로 WCC 회원들은 편견과 증오와 싸울 수 있으며
관대함과 신뢰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나타나는 경제 통합 현상, 인구이동의 흐름과 환
경보호에 대한 우려들은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하게 말해주
며 이를 위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들을 양육함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UN 문명간 연대에
서는 정부, 종교지도
자, 기업 시민사회단
체들 특히 젊은 세대
를 대표하는 단체들
이 극단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토대
를 제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이 일을 위
해서 신뢰와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토대
를 세움으로 함께 영
원한 평화와 번영이
우리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
를 바랍니다.

알립니다

한국교회여, WCC를 벤치마킹 하라
배려와 존중, 경청으로 ‘만장일치’ 지향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회무를
진행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밟는다는 것이
다. 배려와 존중, 경청의 자세 아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
낸다.
WCC는 한국교회처럼 공개적인
거수투표나 “가하면 예하시오 아
니라면 아니라고 하시오”하는 형태
의 일방적 소통 방법은 찾아보기 힘
들다.
총회 대의원들은 각각 주황색(찬
성) 파란색(반대) 카드를 사용해 개
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의장
은 토론과정을 거치며 총대들의 카
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안
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신학과 신앙 이념 타종교와의 대
화 문제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
의제(Consensus)’를 적용한다. 반
대 측은 원할 경우 회의록이나 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주최로 ‘이
웃 종교와의 공존’을 주제로 7일 오후 2
시15분 열리는 마당 워크숍의 장소가 컨
벤션홀 208호에서 그랜드볼룸으로 변경
됐습니다.

고서 마지막에 자신의 의사를 기록
할 수 있다. 찬성이 95% 미만인 안
건은 기각된다. 따라서 개혁교회와
정교회 등 보수교단이 다수 차지하
는 상황에서 일부 극단적인 보수교
계가 주장하는 동성연애 종교다원
주의 용공 등의 이슈는 사실상 채택
이 불가능하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헌장개정(3분의 2 찬성)
과 선거(총무는 과반수 찬성) 총회
장소 투표(과반수 찬성) 회계·재정
감사 보고서 및 감사 임명(과반수
찬성)은 투표로 결정한다.
회의 문건 상단에는 ‘PIC 02’처럼
서류번호가 적혀 있다. 내용을 개정
할 때마다 뒤에 번호를 붙여 총대들
에게 수정된 문서임을 알린다. 문건
안에는 주요 이슈별로 번호가 매겨
져 있어 회의 참가자들이 쉽게 어젠
다(의제)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

다. 회의장 내에는 5개의 마이크가
설치돼 있으며, 4개의 대형스크린
이 설치돼 있다. 뒤쪽에는 문건 부
스가 있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번역된 문건을
찾을 수 있다.
총대들의 구성도 흥미롭다. 다양
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여
성 50%, 청년 25%, 평신도 50%의
비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부산총
회에선 전체 총대 중 여성이 37%,
청년은 13%, 평신도 30%로 보고
됐다.
총회를 이끌고 가는 150명의
중앙위원은 여성이 38%, 평신도
25%, 청년 12%, 원주민 4%, 장애
인 2%이다.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 대다수가 남성 목회자, 남성
장로인 한국교회가 반면교사로 삼
아야할 부분이다.
백상현 100sh@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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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내가 아 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 로 보내실 성령 그 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 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 는 것은 세상이 주 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 음 에 근 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5-27

오늘의 일정
9:15-10:15		

성경공부

오늘 성경공부 주제는 ‘평안히 가시오(요한복음 14:25~27)’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Instituto

Universitario

ISEDET에서 가르치는 네스토 O. 미게스(Ne´stor O. Miguez)
교수가 강의합니다.

10:45-12:15		

평화 전체회의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예언자적 지도력을 위한
소명을 얘기하는 회의입니다. 한반도평화선언에 주목하십시오.

14:15-15:45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총회가 피날레를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정의 : 아동에게
가해지는 합법화된 폭력의 종식 등 평화를 주제로 하는 워크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6:15- 17:45		

위원회 보고

일반 참가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총대들은 각 위원회 모임을
가져 왔는데요, 공공쟁점처리위원회 등의 보고가 기다려집니다.

18:15-19:45		

교파별 회의

WCC에 참여하는 교파는 아프리카독립교회를 비롯해 성공회 침례교
형제교회 사도교회 복음주의연맹 퀘이커교회 루터교회 성도마교회
메노나이트교회

감리교회

모라비안교회

올드가톨릭교회

정교회

오순절교회 개혁교회 로마가톨릭교회 등이 있습니다.

20:00-20:30		
WCC

부산총회의

저녁기도회
매일

일정은

기도회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동방정교회가 주관합니다.

‘마당’ 지면안내

11

한국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 설교
반기문 UN 사무총장 인사말

10
9
8

찬양하는 WCC
선거결과 인터뷰와 해설
‘마당’이 만난 사람들

오늘 WCC는

17

WCC에는 모두 17개 교파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로교회는 개혁교회(Reformed)로 불리며
감리교 침례교 등 한국의 성도들에게 친숙한
교단 외에도 여러 다양한 교파가 있다.

12 마당 2013년 11월 7일자

예배하는 WCC,
한국교회 수요기도회 “함께”
WCC 총회가 한국교회의 전통적
인 수요기도회를 드리고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6일 저녁 예배실에서 드려진 수
요예배에는 총회 참석자들과 부산
지역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했
다. 세 차례 타종으로 시작된 예배
는 시종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
행됐으며 통성기도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
았다.
이 자리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7~31절의 말씀에 따라 한국교회
현대사의 산증인 방지일 목사와 미
국 아프리칸감리교회 제니퍼 리드

목사가 설교했다. <방지일목사 설
교 전문 11면>

‘성령의 지배 하에’라는 제목으
로 설교를 전한 방지일 목사는 “복
음역사에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
지 나의 뜻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된
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
와이레로 창세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인 만큼 주님의 구속의 역
사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에 넘치도
록 받게 하심이 또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다.
방 목사는 “우리는 이를 배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깨달은 것
이 아니라 값없이 영으로 주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을 받음이다”면서
“WCC 10차 총회에 이 설교를 나누
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우
리는 감격할 뿐이다”라며 성령의 인
도하심을 강조했다.
설교 후 세계 각 지역 대표들이
나와 기도제목을 낭독하며 중보적
기도를 당부했으며 참석자들은 통
성기도를 통해 전 세계의 아픔을
나누고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
했다. 통성기도가 낯선 해외교회 대
표들도 한국식 통성기도를 따라하
며 한국의 영성을 경험했다. 수요예
배는 한국어로 주기도문 찬양을 부
르며 마무리 됐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